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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치과교정학회 우수증례 지·상·강·좌

심한 편측성 구치부 가위교합(Unilateral total scissosrs bite)과
전치부 100% 과개교합이 동반된 Class II 부정교합의 교정치료
용하여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. Class II 구치부 관계

대한치과교정학회는 회원들이 수준 높은 교정치료

는 상악 구치부 미니스크류를 식립하여 상악 전체 치

를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, 국민들에게 더 나은

열의 후방이동으로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.

교정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지난 2014년부
터 '우수증례 심사'를 시행하고 있다. 지난 '2019 우수
증례 심사'를 통과한 증례를 수차례에 걸쳐 게재한다.


<편집자주>

서론
양측성 또는 편측성의 소구치에서 대구치 전체에 걸
친 심한 가위교합의 유병률은 상당히 낮고, 치료 또한 어
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기존에는 이런 구치부 전
체의 심한 가위교합의 해결을 위해 침습적인 방법(하악

그림 1. 치료 전 얼굴 사진 및 입안 사진

골 DO: King and wallace, 2004; LeFrot I osteotomy

표 1. 치료 전후 측모 두부 방사선 사진 계측치

동반한 상악골 폭경 축소 Ramsay et al., 1990; 하악 구

치료과정

치부 subapical osteotomy를 동반한 구치부 직립:
Suda et al., 2012 등)들이 사용되거나, 환자의 협조도

상악 전치부가 직립되어(U1 to FH=97.5°) 상악 전

가 필요한 방식의 교정치료(Criss-cross elastic의 사

치부에는 데이몬 하이토크 브라켓을 부착하여 레벨링

용: Harper, 1995; 가철식 장치를 이용한 상악폭경의 축

을 진행하였습니다.

소: Hua et al., 2012)가 시행되었습니다. 골격성 고정원

설측으로 쓰러진 우측 하악 구치부를 직립시키고자

이 도입된 이후 이러한 심한 가위교합의 치료에서도 환

상악 견치와 좌측 하악 구치부에 바이트블록을 설치

자의 협조도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부작용 없이 성공적

하여 바이트를 올렸습니다. 하악 구치부 협측에 미니

인 치료가 보고되어져 왔습니다(Jung MH, 2011).

스크류를 식립하고 구치부 설측에는 버튼을 붙여 협측

본 증례보고는 편측성의 심한 가위교합과 전치부

직립될 수 있게 파워체인을 걸었습니다. (그림3)

100% 과개교합 및 Class II 부정교합을 가진 성인 환자
에서 골격성 고정원을 이용하여 치료한 증례입니다.

진단과 치료계획
환자는 만 19세 여성으로 편측 저작의 어려움과 심한

그림 2. 치료 전 두부계측 방사선 사진 및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

그림 3. 바이트 거상 후 미니스크류를 이용한 하악 구치의 협측 직립

과개교합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. 검사결과 Class II
골격성 관계를 보이며 우측 소구치부~대구치부 전체가

우측 구치부의 심한 가위교합은 골격성 고정원을 이

구치부 Class II 관계를 개선하고자 상악 구치부 협

가위교합이며 교합시 하악전치부가 아예 보이지 않는

용해 설측으로 쓰러진 하악 구치부를 협측으로 직립하

측 miniscrew를 식립하고 상악 전체치열 후방이동을

100% 과개교합이었습니다.(그림 1,2, 표 1).

고 전치부 과개교합의 개선은 전치부 bite turbo를 사

하였습니다.

